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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여성 화제

4월7일 2:00

<단발머리>

김수동, 1967년, 95분

4월7일 4:00

<귀로>

이만희, 1967년, 90분

4월8일 2:00

<자매의화원>

신상옥, 1959년, 110분

4월8일 4:00

<애와사>

최경옥, 1970년, 100분

4월9일 2:00

<(속)벽속의여자>

박종호, 1970년, 100분

4월9일 4:00

<성녀와마녀>

나한봉, 1967년, 97분

제2회 서울여성 화제 상 일정표

제2회서울여성 화제가오는16일(금)부터23일(금)까지동숭아트센터동숭홀

에서 8일간 개최된다.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의 후원하에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

기획과 한국 상자료원(한국 화부문)이 공동주최한다. 격년제인 여성 화제는

97년제1회를개최했었다. 제2회에는“여성의눈으로세계를보자”라는캐치프

레이즈하에한국 화와여성관객, 여성운동, 상매체간의관계에 한적극적

인해석과연 의모색을목표로열린다.

본상 프로그램은‘앞서서보기’, ‘뒤집어보기’, ‘되돌아보기’, ‘더불어보기’,

‘견주어보기’로나뉜다. 세계여성감독 화들의흐름을볼수있는‘앞서서보기’

와남성적언어를벗어나여성의판타지를주제로한‘뒤집어보기’, 5,60년 한

국 멜러드라마와 신여성을 살펴보는‘되돌아보기’는 여성의 시각과 화언어에

해생각해볼수있는자리이다. 또한여성운동의현장에서공동작업으로만들

어진 국내작품들을 모은‘더불어보기’와 여성감독이 만든 단편 화와 비디오 경

선섹션인‘견주어보기’를통하여한국여성운동과 상매체의현재를볼수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도“네 화를 향해 쏴라: 여성 화인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름 하에 극장 마녀에서 사전행사를 가

지며, ‘환상, 여성의욕망과쾌락의새로운정치학’,

‘한국멜러 화에서그려지는근 화경험과여성의

관계’라는제목하에포럼을개최할예정이다. 더불

어‘여성 화인의 밤‘과‘우리들의 밤’이라는 이름

하에여성 화인들과관객이함께하는자리도마련

된다.

이번 행사에는 초청인사로 중국 5세 여성감독인

리 샤오홍(<행복의 거리>), 1회 때 상 된 아프리카

여성의할례를다룬<전사의징표>로낯익은프라티

바파마(<팝의여전사>, <조디포스터이야기>)와독

일 도르트문트 여성 화제 집행위원장 실케 요한나

레비거가행사기간중방한하여관객과의 화의시간을가질예정이다.

화제측은 제2회 서울여성 화제를 기념하여 한국여성 화인 백서를 2000년

4월말출간할예정이다.

▶자세한문의사항은3476-0663, 3477-0346

��FESTIVAL��

16일(금)     11:00      <내버려둬>

13:30      <조디포스터이야기>

<아름다운육체>

<드림걸즈>

18:00       개막식

17일(토)     11:00      <팝의여전사>

<나의페미니즘>

13:30       단편경선1(감독과의 화)

좋은날/빈집/있다없다/민방위/종이나비

16:00      <행복의거리>

18:30       단편경선2(감독과의 화)

비온뒤/도형일기/고추말리기

21:00      <아이리스의갈망>

18일(일)     11:00      <김약국집의딸들>

13:30       단편경선3(감독과의 화)

창안의벽/로자이야기/오늘이우리를기억할까/

생채기/이/코튼

16:00       <밤이기울면>

18:30       단편경선4(감독과의 화)

1997년여름/섬/웅시/아직도제자리에있는검정/

노이로제가족/샌드위치

21:00      <조디스포터이야기>

<아름다운육체>

<드림걸즈>

<19일(월)    11:00    <프릭올란도>

13:30     <단맛, 쓴맛>

<작은보석들>

16:00       여성 상공동체

여자가되는것은사자와사는것인가/커밍아웃/

모녀참새의하루/여성장애인김진옥씨의

결혼이야기/그녀의하루

18:30      <자유부인>

21:00      <나의페미니즘>

<바비인형의제국>

20일(화)     11:00      <행복의거리>

13:30       한국 화예정

16:00      <아이리스의갈망>

<보름달>

18:30     <후미꼬를찾아서

<드림걸즈>

21:00      <셀리아>

21일(수)     11:00      여성 상공동체

여자가되는것은사자와사는것인가/커밍아웃/

모녀참새의하루/여성장애인김진옥씨의

결혼이야기/그녀의하루

13:30      <내버려둬>

16:00      <학사기생>

18:30      <밤이기울면>

21일(수)     21:00     <작은보석들>

<단맛, 쓴맛>

22일(목)     11:00      단편경선3+4

창안의벽/로자이야기/오늘이우리를기억할까?/

생채기/이/코튼/응시/샌드위치

13:30       단편경선1+4

좋은날/빈집/있다없다/종이나비/민방위/섬/

아직도제자리에있는검정

16:00       단편경선2+4

비온뒤/도형일기/고추말리기/1997년여름/

노이로제가족

18:30      <바비인형의제국>

<팝의여전사>

21:00       <셀리아>

23일(금)     11:00       <조디포스터이야기>

<아름다운육체>

<후미꼬를찾아서>

13:30       한국 화예정

19:00       폐막식

▶동숭아트센터상 시간표

▶ 상자료원상 시간표(4/7 - 4/9)

<프릭 올란도>

<바비인형의 제국>


